
미국영어의 새 어휘 창출의 유형 

金 在 ;Jt 

1. 미국영어의 위치 

미국의 시사잡지를 보면 새로운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어떤 것은 사전에 있지만 어떤 것은 사전에 없는데도 자꾸 반복되어 

나온다. 예를 들면 televangelist는 미국영어의 발달과갱과 형성의 특정을 알 

고 있￡변 television + evangelist라는 것을 집작하기에 어렴지 않은 말이다. 

Elizabethan English에서 갈라져서 따로따로 걸을 결어온 영국영어와 미국 

영어는 서로 다른데 미국영어가 어떤 과정으로 어휘를 늘려 왔기 에 오늘날 

이만큼 달라쳤으며 또 새로 생기는 말을 빨리 추측하여 알아차릴 수 있는가 

를 염두에 두면서 연대순서 적 인 띤이 아니고 유형적인 맨애서 발잔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어휘 띤에서 영국영어와 미국영어가 다르다는 것은 같은 물건이나 경험을 

다른 어휘로 표현한다는 말이다. 

라디오 탤폐바션 또는 진국적으로 퍼져가는 잡지광고가 없었을 때는 이이 

를 태워서 빌고 다니는 작은 구르마를 미국내에서도 New England에 서는 

baby carriage, Philadelphia에 서 는 baby coach , Allegheny산맥 서 쪽에 서 는 

baby buggy, 기타 다른 지역에서는 baby cab이라고 했던 것만 보아도 영국 

과 미국에서 다른 표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쉰게 알 수 있다. 또 영국에 

는 없는 사울과 경험 이 미국푼화와 전통 속에는 있기 째운에 그 사울과 경 

험을 표시하는 어휘가 더 첨가되어 -응으로씨 영국영 어와 미국영어의 차이가 

생기게 펀 것이다. 

신대륙에 건너 온 미국의 션조들은 인디언과 불란서 인， 서반아인， 홀란드 

인과 접하면시 그 곳에 있는 동불과 식물의 이 릉， 지형， 지세를 먼저 와서 

그 곳에 살던 사람들이 부른대로 받아을이고 그 후에 이민온 독일인을 포함 

해서 그을이 먹는 음식과 여러 문화를 그들이 부른대로 받아들여서 미국영 

어에 많은 어휘를 첨가시 컸던 것이 다. (김깨만， 1986) 

그리고 Elizabethan English에서부터 있었던 어 떤 어휘들은 영국에서는 쓰 

지 않고 없어져 버렸는데 미국에서는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3므로 미국영어 

에만 남아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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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가지 사실 외에 미국적 상황에서 새로 창출된 어휘들이 많이 있는데 어 

떤 양상으로 창출되 었는가를 살펴 .!.!..고자 한다. 

2. 기능의 다변화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온 미국인들은 New England 지방에 자리흘 

장은 뒤에는 자유를 구가하고 영포를 개척하면서 서부로 진출했던 것이다. 

그들이 가진 정신이 개 척 갱신이요， 자유 갱신이었기 때문에 제한과 구속을 

벗어나려 했고 그 영향은 언어 사용에도 미쳤던 것이다. 

흑인 인디언들이 영어의 어법 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의미만 들어 있으연 구 

문에 관계없이 썼던 말들， 즉 풍사를 무시하고 명사를 형용사로， 동사를 명 

사로， 형용사를 동사로 썼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영어에 있어서， 같은 청자를 

가진 단어들을 다음 예에서도 불 수 있다. 

1 ride a horse. (V) 

Give me a ride. (N) 

1 want ψarm milk. (Ad j) 

Please ψarm this milk. (V) 

They ran off dowπ the street. (Prep) 

Please sit down. (Adv) 

1 am taking the doψη train. (Adj) 

He got a dow1t in footba ll. (N) 

He downed his opponent in the third round. (V) 

어회의 이러한 기능 떤화는 맞 가지 유형으로 살펴 볼 수 있는데 명사를 

동사로도 쓴 에는 clapboard (벽에대는 판자)가 판자를 벽 에 대다， scalp (대 

갚통)기- 대 잘동을 부수디 tomahawk (인다 안 토끼 )가 공격 하다， portage (운 

만하는 행 동)이 운반하다， lynch (련치)가 린치하다로 쓰인 것이다. 

lumber가 미 국애 들어 와 ame1ioration 현 상을 일 으켜 재 목이 란 맹 사로 쓰 

이다가 벌목하여 재목으로 만든다는 동사로 쓰이게 된 것이다. 

동사가 명사로도 쓰이는 경우는 보편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실례는 적지 

않다 dump(무더 기 로 버리다)는 쓰레기 버리는 장소라는 명사로 쓰이고 

dumptruck 같은 합성 어 가 생 기 게 된 것 이 다. drool ( 엽 에 군침 이 돌다)은 군 

침이란 돗으로 쓰이고， scoop (이 득을 보다)는 신문 용어인데 어떤 신문에서 

처 음으로 공개 된 기 사를 말한다 release(공개 하다)도 신 문 용어 인 데 발표 

하도록 내 어 준 뉴스거 리 란 돗이 다. strike(예 리 다)도 야구나 보울멍 에 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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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이크라는 명사로 쓰이고， cut(자르다)도 삭감이 란 뜻3로 쓰얀다. drive 

(휘 몰다)도 기 금 모으는 조직 적 운동을 뜻하며 probe(조사하다)도 탐색 이 

란 뜻으로 쓰이며 pick-up(춧다)도 작은 배달 트럭을 의미하게 되었다. 

동사가 형용사로 또는 형용사가 동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take out(가 

지 고 나가다)， brown and serve(구워서 드려 다)가 take-out food , brown and 

serve ro11s에 서 처 럼 형 용사로 쓰이 는가 하연 preparatory school에 서 prep. 

school로 줄었다가 to prep school로도 쓰이는 깃을 볼 수 있다. 

stag라는 말도 원래 숫사슴이 란 뭇인데 여 자를 동반하지 않는 남자란 돗 

으로 쓰여 남자들만의 무도회 를 stag dance, 남자들만의 정 찬을 stag dinner, 

남자들만의 모엄을 stag party라고 하는데 남자가 여자흘 동반하지 않고 혼 

성 모임 에 간다는 뭇으로 to stag it란 말을 쓴다. 

interview(연담)도 떤답하다는 뜻으로 신문에서 쓰이고 있다. thumbtack 

(압펀)도 압핀을 박다라는 동사로 쓰이 고 있다. 

deed(행동)와 automobile(자동차)도 역사적으로는 동사로 쓰인 적이 있었 

으나 동사는 자리를 굳히지 못하고 지금은 명사로만 쓰이고 있다. 

3. 합성어 생산 

일련의 소리가 의미를 가지는 최소의 단위를 이룰 때 우리는 그것을 형태 

소라 하는데 형태소가 하나 또는 그 이성이 모여 독립적인 의미의 단위를 

이루는 것을 단어라 한다. 단어와 단어가 모여 하나의 돗을 가진 단어즐 형 

성할 때 그 단어 -즐 합성어라 한다‘ 

영어에는 천통적무로 시에서 대칭 -kennings-이라고 하는 방법A로 이 

러한 합성 어가 많이 있었는데 ocean이란 돗으로 whale road , queen이란 뭇으 

로 peace weaver, boat란 뜻으로 wave traveler를 쓴 적 이 있다. 

미국인이 신대푹에서 여러가지 경험을 하연서 만들어지는 딸들 특히 식 

물이나 동물 및 지형의 이 픔들이 이미 있는 단어를 합성하여 만들어진 것 

이다. 

arrowwood 

cotton wood 

live oak 

swamp oak 

bull snake 

buU frog 

catb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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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perhead 

ground hog 

ground squirrel 

tum ble bug 

bÐttom land 

water gap 

under br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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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국 농촌이 새로운 형 태로 발전되어 감에 따라 다음과 갇은 합성 어기

생겨난 것이다. 

log cabin 

log house 

corn belt 

cotton gm 

land office 

hog ranch 

stump fence 

worm fence 

snake funce 

zigzag fence 

hired man 

hired girl 

hired hand 

hired help 

미국의 독링과 합께 정부 및 청치도 특징있게 말진되어 갔는데 그에 따르 

는 용어 도 독자척으로 생지나떤서 많은 합성어플 쓰게 되었던 것이 다. 

lame 

favorite son 

carpetbagger 

boss rule 

ùark horse 

peanut politics 

스포츠에 있어 서도 미국에서 생겨난 야구와 농구의 많은 용어 가 합성 어 로 

되어 있는 것 이다. 



the home plate 

the infìeld 

the outfìeld 

chest protectors 

pinch-hit 

bush league 

double-header 

grandstand play 

college try 

charley horse 

rain check 

center ]ump 

power forward 

playmaker 

slam dunk 

full house 

straigh t fl ush 

jackpot 

penny ante 

seven-card st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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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발영품이 생겨나면 거기에 따르는 많은 합성어가 생겨나게 되는데 기 

차가 생겨나연서 거기에 관련된 말들은 다음과 같다. 

boxcar 

handcar 

해air car 

jerkwater 

waybi l1 

stopover 

milk train 

hog engine 

sidetrack 

roundhouse 

영국에서도 합성어기 많이 생겼지마는 미국 합성어의 특징은 차연말상걱 

토착성을 지 니 고 있으면서 구성된 단어만 보고는 무슨 말인지 알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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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 

저 임 금S로 고용하는 공징 을 sweatshop, 말-馬-과는 아무런 관계 도 없 

는데 라다오 망송국에서 녹음된 음악을 틀어 주r넌서 설명해 주는 사람을 

disc jockey, 불법적으로 솔을 피는 장소를 speakeasy, 쉴 사이 없이 일정하 

게 일하고 있는 행동을 rat race, 비누니- 오페라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개 

인이나 가정운제의 성 공이냐 실패담을 엮은 연속 멜로드리머를 soap opera, 

카우보이 나 총잡이 의 이 야기 을 담은 텔 례 비 전 이 나 라디 오극을 house opera, 

Rio Grande강을 건너 미 국으로 밀 입 국한 멕 시 코의 노무자를 wetback라고 

하는 것들은 처음 보고는 무슨 말인지 알기 가 어 렴 다. 이런 말들은 은유적 

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4. 접두어 ， 접미어에 의한 어휘샘산 

어떤 단어에 접두어가 붙여져서 만들어진 말이 많이 있는데 anti- , de-, 

pro- , semi- , super- , 등의 접 두어 들이 많은 단어 를 생 산해 내 고 있다. 

반대 라는 뭇으로 anti-

anti-federalist 

anh- seSSlon 

anti- Mormon 

anti- braintruster 

anti- C.I.O. 

제거， 부정 ， 하강의 돗으로 de

dehumidify(제 거 ) 

demerit(부정 ) 

derange(부정 ) 

degrade(하강) 

deduce(하강) 

anti와 반대 되 는 뜻으로 pro-

때
 
m 

y 

R 

m 

m 

A

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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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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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 

m 

m 

p 

p 

p 

반-半-이 란 뜻A로 semi-

semlautomatlc 



semidetached 

semimont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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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넙어 선다는 뭇으로 super-

superman 

superhighway 

supersensitIve 

superstructure 

supernatural 

superbowl 

superstar 

Super D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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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미어가 단어에 따라 붙으면서 많은 단어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것A로는 

- ette, - ee, - ite, - ster, - eer, - itis, - ist, - ician, - tor, -ize, -er, -ery둥이 있 다. 

여성표시 또는 물건의 축소형을 표현하는 정미어로 -ette가 있다. 

usherette 

drum- majorette 

Rockette 

kitchenette 

dinette 

bathinette 

동사의 목적물을 표시하는 단어를 형성하기 위하여 -ee를 쓴다. 

contestee inductee 

escapee trainee 

draftee liberee 

selectee evacuee 

rejectee separatee 

지역이 름에 -ite를 부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표시하거나 좀더 확장되 

어 보통단어에도 붙여 쓰게 되었다. 

New;Jerseyite 

Seoulite 

socialite 

labo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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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lerite 

third term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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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단어에는 -ster나 -eer이 붙어서 벨로 좋지 않은 의미를 내포하게 펀다. 

gangster 

speedster 

racketeer 

sloganeer 

black marketeer 

hepatitis처 럼 염 증을 가진 병 명 에 

내 는 말이 펀다. 

golfitis 

con ven t lOm tls 

radioitis 

headlinitis 

appendicitis 

붙인 itis가 붙으연 비 정 싱- 상태를 나다 

pianist, physician, doctor처 럼 - ist, - ician, -tor가 붙으면 전문적 이 고 높은 

직업같은 인상을 갖는 말로 생각되어 여러 단어에 붙이기 시작했다. 

recept lOllIst 

cosmetJclst 

cosmetlclan 

beautician 

mortlclan 

realtor 

명사나 형용사에 -lze를 붙여 r-이 되게 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예를 많 

이 볼 수 있다. 

ltemlze 

accessonze 

demoralize 

burglarize 

slenderize 

wintenze 

hospita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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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ize 

단어나 합성어에 -er을 붙여 행위자를 말하는 단어들이 많이 생겼다. 

teenybopper 

rock and roller 

women’ s libber 

bra- burner 

gas guzzler 

nine- t<r fi 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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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y가 붙은 말은 영 국에 서 는 그 물건의 종류， 그 물건을 만드는 곳이 란 

돗으로 쓰이고 있는데 반해서 미국영어에서는 그런 물건을 파는 소매상점을 

뜻하게 되었다는 것도 새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bakery 

grocery 

이상의 접두어들이 미국적 어휘를 만들어 냈다는 증거는 이 상 열거한 단 

어 들이 미국에서 나온 사전에는 나오는데 영국에서 나온 Oxford English 

Dictionary에서는 나오지 않거나 나오게 되면 chiefly U.S. 란 설명이 있다. 그 

리고 영국에서는 Latin어자체에서 그 접두어를 사용한 단어들에만 국한해서 

사용하는데 반해서 미국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하묘로 이 상 접두어 ， 접 

미아들이 많은 어휘를 창출해낸 것이다. 

5. 절추1 ， 후향구성， 흔성어， 두자어 

영국이나 미국에서 단어의 앞 부분이나뒷 부분을 절취-clipping-하고사 

용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서로 다른 단어를 절취했었기 때문에 두 대륙에서 

쓰는 영어가 차이가 생긴 것이다. 미국에서 뒷 부분을 절취해 버리고 사용 

한 단어들은 

co-ed uca tional을 co- ed, gymnasium을 gym, gasoline을 gas, moving picture 

를 movie, narcotics agent를 narc, monophonic을 mono, stereophonic을 stereo 

등 우수히 많이 있다. 특히 학교의 학과명등이 대화에서 쓸 때는 절취되어 

쓰는 경우가 보펀화 되어 있다. 

ate가 붙어 있는 동사가 -atlOn.으로 되 어 명 사가 되 는 예 는 많이 볼 수 있다. 

crea te: creat lOn 

deviate: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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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furca te: bifurcatìon 

placate: placation 

rummate: rummatlOn 

Rtf!J~따f '5ë ~~23 {t: 第 3 ~)~ 

이로써 우리는 -ate가 붙은 동사는 -ation의 명사를 민들어 쓰는 것을 보 

편적인 규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ate의 동사형이 없고 -ation으로 

끌냐는 명사형의 딘어를 외래 어에 서 받아들여 쓰는 수가 있다. 이런 단어들 

이 언젠가 -a te의 동시-.행을 갖게 될 때 이런 과정을 단어의 후향구성 back 

formation-이 라고 한다 . 미 국영 어 의 donatìon에 서 donate, location에 서 

locate, commutation에 서 commute, electrocution에 서 electrocute, emotion에 서 

emote를 볼 수 있다. 그러 나 -tion을 가진 단어 들은 한때 후향구성 으로 동 

사형 이 있었으나 지속되지 뭇하고 없어져 버린 예 도 있다 locomotion， 

injunction, excursion의 locomote, injunct, excur는 없 어 져 버 린 것 이 다. 

housekeeper, burglar, babysitter, student teacher, enthusiasm, jel!y등이 후 

향구성으로 해서 동사로 쓰이고 있다. 

to housel‘eep 

to burgle 

to babysit 

to student teach 

to enthuse 

to jel! 

두 개의 단어가 그 의미플 기자고 한개의 단어로 혼성축약된 단어를 혼성 

-blends-어 라 한다. 

혼성 어 중에 는 giropilot, moto- rustle, stratochamber, Amerindian과 같이 잎

단어의 뒷 부분이 찰리고 뒷 단어가 완전히 남아있는 단어가 있고 cablegram, 

newscast와 같이 앞 단어는 완전히 냥이 있고 뒷 단어의 앞 부분이 잘리는 

단아 가 있 다. 또 urinalysis, citrange, motel, celtuce처 렴 첫 단어 의 앞 부분 

과 둘째 단어의 뒷 부분이 협쳐져서 이 루어지는 수도 있다. 이런 단어들은 

시사지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globaloney (globa l, baloney) 

trainasium ( trai ning gymnasium) 

tiglon ( t iger, lion) 

elevon (elevator, aileron) 

infanticipating (anticipating an inf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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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flation (stagnation + inflation) 

여 러 단어 로 구성 된 기 구-institution-명 이 냐 약품명 을 頭字만 따서 쓰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YMCA라든가 DDT등이 그런 것이다. 

미국적 문화와 제도에 따라 생겨난 명사구들이기 때문에 미국영어를 특정짓 

는 많은 약어를 만들어 내었떤 것이다. 이런 약어들이 적절하게 모음이 포 

함되 면 하나의 단어 처 럼 읽 혀 질 수 있는데 UNESCO, NATO, SALT등 많은 

頭字語-acronym-들이 있다 

6. 역사적 배경과 과장어， 변의어 

미국에서 새로운 단어가 생겨날 수 있는 또 다른 문화척 배경에는 넓고 

거칠은 큰 대륙을 개척해 나가는데 있어서 엄청 난 장사의 힘 이 부러웠기 때 

문에 허세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많이 생겨난 것이다. 

서서히 말달해온 대부분의 나라의 민속 전설을 보면 작은 요정의 이야기 

나 체구는 작아도 지혜로써 모헝을 벗어난 이야기등이 많은데 반해서 미국 

카우보이 ， 광부， 체별군， 사과따는 사람들은 엄청 난 일을 하면서 삽시간에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갈구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민속전설도 양날이 있 

는 도끼로 한 번 쳐서 나무 두 개를 쓰러뜨린다든가 쇠망치를 휘둘러 황소 

몇 마리를 쓰러도린다든가 큰 강을 펼쩍 뛰어 건넌다는 이야기 등이다. 

이 런 과장된 기 분의 표시 가 Latin어 의 접 미 어 --acious, - iferous, - ticate, 

-cute-를 붙이 는 것이 었다. 

kankarriferous 

angeliferous 

splendiferous 

elegantiferous 

exfl unctica te 

offusticate 

/lusticate 

teetotac lOuS 

fodacious 

bodacious 

Jumpsecute 

서부 개척자들은 인다언인이나 구라파 사람들의 여러 언어를 들으면서 알 

듯 말듯한 상태에서 익숙하지 옷한 외래어를 쓰기도 했었다. 이런 말을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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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향은 1940, 50년대 까지 내 려 와서 gobbledygook , hucklety- buck, spizorinkum 

등이 민들어 지 기 도 하고 1957년 Truman 내 통렁 도 snol1ygoster라는 말을 씨 

서 기지들을 당휴케 하기도 했있다. 

20세기의 운학직품에서도 작중인물의 입을 빌어 희귀한 말을 씀으로씨 유 

식하게 보이고자 하는 미국인들의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신학교에서 배우 

는 과목영 인 hermeneutics, chrestomathy, pericopes, exegesis, homiletics, 

liturgics, isagogics, hymnology, apologetics등을 지 껄 여 대 연 서 마음으로 흐뭇 

해 하는 대 목이 Sinclair Lewis의 Elmer Gentry에 서 나오고 있다. 그러 나 2 

차대 전이래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게 되면서부터 이런 말은 사라져 가고 
있다. 

영국에서도 쓰이 고 있으나 미국애 들어와서 그 의미의 폭이 넓어지거나， 

나싸지거나 좋아진 뜻무로 의미가 바뀌어져 쓰이는 단아들이 있다. 

freight란 단어는 영국에서는 배의 화물만을 의미하는데 미국의 경우에서 

배에서 트럭으로， 트럭에서 기차로 옮겨 오띤서 실러진 역사적인 이유 예 문 

에 모든 집 을 freight라고 하게 된 것 이 다. 

politician이란 단어도 영국에서는 좋은 뭇으로 쓰이고 있는데 반해서 미국 

에서는 나쁜 의미로 변질된 것A로 여겨지고 있다. junket도 영국에서는 케 

익 이나 잔치를 의마했던 말인데 미국에 와서 공금으로 향략여행을 한다는 

의미로도 쓰이게 된 것이다. 반대로 lumber란 말은 영 국에서는 망에 어지러 

진 물건등을 말했는데 미국에서는 재목이란 돗으로 호진펀 의 미 를 갖게된 

것이다. haul이란 말도 영국에서는 험이 나 폭력을 쓰다라는 뭇인데 미 국에 

들어와서 점을 냐르다는 말로 바뀌어 쓰게띈 것이 다. 

7. 미국어법에 맞는 새 어휘 

언어는 문명이 발전해 온 과정을 담고있기 예문에 새 어휘를 살펴보면 역 

사가 살이-서 꿈틀거 리 고 있는 것을 느껄 수가 있다. 미 국영 어 를 다루연서 

미국의 역사를 더듬어 보l넌 어휘의 의미에 생명을 우여한 것처럼 명확해질 

것이다. 

미 국영 어 는 표푼영 어 - Standard English-란 딸을 쓰지 않는다. 외 래 어 

플 기꺼이 받아들여 영어회해서 쓰고 두드러진 언어순화운동의 역사가 눈에 

띄지 않는다. 물콘 잔콩문법주의 지-듭이 영어운법을 나전어의 문법에 맞추려 

는 노력이 있었지마는 구조주의문맴후에 새 운동처 럼 나타난 갓은 Leave 

your language alone이 다. 

Robert Hall의 책 제목이기도 하지마는 이것은 미국인이 가지고 있었던 

무의식의 저항의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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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 어휘가 창출되는 유형도 그 어휘의 본 기능에서 벗어나서 그 의마만 

전달되떤 쓰다가 받아들여진 것은 미국영어에 오늘날까지 남아있고 영어어 

법에 너무 저항이 큰 것은 다시 사라지기도 했던 것이다. 단어와 단어를 합 

해 서 한 단어 로 쓰는 합성 어 compound words-도 많이 만들어 냈고 접 두 

사 접미어를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해서 어휘를 많이 늘리기도 했었다. 단어 

가 여러 음절로 되어 있어 긴 것은 절취해서 쓰기도하고 -ation의 형태를 기

진 명 사가 들어 오띤 그 동사로 -ate를 쓰는 후향구성 -back formations-된 

단어가 생겨난 것이다. 두 단어의 부분을 합해서 한 단어를 만들어 쓰는 혼 

성어가 생기는가 하떤 두 문자만을 따서 사용되는 두자어도 쓰고 환경에 맞 

추어서 과장된 단어 또 뜻을 확장하거나 바꾸어서 쓰는 변의어등으로 어휘 

를 더욱 풍부하게 사용해온 것이다. 이러한 새 어휘 창출의 유형을 살펴보 

고 나면 새로 만들어진 많은 말을 보고 이해하기는 어 렵지 않을 것이며 미 

국어법의 이해에도 도움을 주게 될 것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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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ocabulary Innovation in American Eng1ish 

fae.Min Kim 

American English has become different from British English and English 

spoken in other parts of the Vior1d. This difference is due primarily to 

archaic retentions of Elizabethan Eng1ish and the incorroration of non

English elements from American Indian, Spanish, French, German and 

Dutch. 

The innovations that have developed on the American continent have 

contributed to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American Eng1ish. These 

innovations are evident chiefly in the vocabu1ary. This paper deals especially 

with the rationale and the process of deve10pment of words coined in the 

United States. Word innovations most commonly result from compounding 

and derivation, but initials, acronyms and blending are a1so frequently 

responsib1e for changes in the American vocabulary. 

131 

서울시 동대문구 이 문동 270 

한국외국어대 학교 

영어과 


	미국영어의 새 어휘 창출의 유형
	1. 미국영어의 위치
	2. 기능의 다변화
	3. 합성어 생산
	4. 접두어, 접미어에 의한 어휘생산
	5. 절취, 후향구성, 혼성어, 두자어
	6. 역사적 배경과 과정어, 변의어
	7. 미국어법에 맞는 새 어휘
	참고문헌
	ABSTRACT


